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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 2장’을 나타내고, ‘<2－10>’은 ‘양혜왕 하편 10장’을 나타낸다.  

   ≪논어≫

1：학이學而         2：위정爲政             3：팔일八佾 

4：이인里仁                5：공야장公冶長         6：옹야雍也 

7：술이述而         8：태백泰伯                 9：자한子罕 

10：향당鄕黨         11：선진先進             12：안연顔淵

13：자로子路         14：헌문憲問             15：위령공衛靈公 

16：계씨季氏               17：양화陽貨             18：미자微子

19：자장子張         20：요왈堯曰

   ≪맹자≫

1：양혜왕 상梁惠王 上     2：양혜왕 하梁惠王 下    3：공손추 상公孫丑 上 

4：공손추 하公孫丑 下    5：등문공 상滕文公 上    6：등문공 하滕文公 下 

7：이루 상離婁 上            8：이루 하離婁 下            9：만장 상萬章 上 

10：만장 하萬章 下          11：고자 상告子 上         12：고자 하告子 下 

13：진심 상盡心 上         14：진심 하盡心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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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序說

≪논어≫의 편집자와 그 연대

≪논어≫는 공자가 그의 제자와 당시 사람들에 대해 응답한 내

용이나 제자들이 공자에게 들은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소위 대화

록 종류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한 공자의 말을[語] 공자가 죽고 난 

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論] 편찬한 것이라는 뜻에서 ≪논어論

語≫라고 이름을 붙였다. 

≪논어≫의 판본은 당시 3종류(노魯나라의 ≪논어≫, 제齊나라의 ≪논

어≫, 공자 집에서 나온 옛 ≪논어≫)가 있었는데, 한나라 때에 장우張禹가 

정리하여 편찬하고, 정현鄭玄이 취사·조정하여 주석을 달았다. 그

후로 지금까지 ≪논어≫는 <학이편學而篇> 등 모두 20편으로 구성

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논어≫는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자가 죽

은 뒤 그의 제자들이 기록을 모아 만들어 놓았던 것을 근거로 하

여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통하여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 

더 보태지고 다듬어진 끝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논어≫가 

한대漢代에 완성된 것이다. ≪논어≫란 이름이 붙여진 것도 한나라 

초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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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 원 모습과 끼어들어간 것

중국 고전에는 원형元型의 처음 편집된 것과 후대에 그것을 토대

로 부연敷衍, 부기하여 원본에 잘못 끼어들어간 부분, 두 부분으로 

된 경우가 많다. ≪논어≫의 경우도 뒷부분 5편은 그러하다. 앞부분 

15편 중에서도 3－8편까지가 비교적 오리지널에 가깝고, 그 외는 약

간 후대의 작품으로 본다.

즉 20편 중 앞의 10편은 먼저 편찬되고, 뒤 10편은 나중에 편집되

었다. 뒤 5편은 앞 15편과 문체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으로 보아 더욱 

후세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논어≫의 내용과 그 가치

≪논어≫의 편차를 나눈 것과 편명을 붙인 것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논어≫ 전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한 교훈

(2) 사회의 윤리에 대한 교훈

(3) 정치에 대한 이야기

(4) 철학적인 흥취가 있는 이야기

(5) 제자들과 옛 사람 및 당시 사람들에 대한 공자의 비평

(6) 공자의 벼슬살이와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

(7) 공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

(8) 공자에 대한 제자들의 칭찬과 당시 사람들의 공자에 대

한 비평

(9) 공자 제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관한 기록

이 중에서 앞의 두 항목이 내용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 ≪논어≫의 시대배경

공자의 생애를 서술하기에 앞서서 공자의 시대에 대해서 일별一

瞥할 필요가 있다.

공자가 탄생한 시기는 춘추시대(B.C.770~403)의 중기에 해당되는

데, 이 시기는 기원전 11세기 이래의 주周나라의 봉건제도(혈연 중심의 

귀족 봉건제, 즉 종법사회宗法社會)가 급격히 붕괴되고 비귀족적 평민 엘

리트(사士：처음에는 전사戰士였음)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태동하

는 시기였다. 8세기 이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철제 농기구가 등장

하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력에 혁명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황하 유

역의 토지가 개간되고 그것을 경작할 노동력, 즉 민民의 확보가 봉

건귀족들의 큰 관심이었다. 수공업도 서서히 전업화되어 갔고, 이에 

따라 상업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노예제에서 봉건제

로 변화되는 때였다.

이러한 때에 대소 봉건귀족들은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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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세력을 병합하는 한편 비귀족적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전문가, 

즉 ‘사士’를 개인 관료로 기용하였다. 북부 중원 지역에는 대소 제후 

국가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주나라의 봉건 속국

이지만 반 자주적인 독립국이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각

국의 제후諸侯, 경卿, 대부大夫라고 불리었던 귀족들은 끊임없는 침

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귀족이 몰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귀족이 아니었던 자가 전쟁에 이긴 귀족에게 투신

하여 그 지위를 높이기도 하였다. 몰락귀족, 하층귀족 출신 및 지

위를 상승시킨 사람들은 사士라는 사회 계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

다. 이들은 빈번한 전쟁 속에서 군사·외교·정치 등의 활동을 통해

서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노예제에서 봉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공자는 바로 이러한 사士 계층의 최초의 

중요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인 육예六藝를 열심히 습득하여 당시 성

장하는 자율적인 사회 계층에게 보편적인 

대중교육을 실시한 위대한 교육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노魯나라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그의 넷

째 아우 주공周公 단旦을 봉한 나라여서 당

시 수도 곡부曲阜는 주나라 수도 낙읍洛邑에 버금가는 문화 중심지

였고, 특히 예악에 관한 문물은 뛰어났었다. 공자가 유가儒家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환경 덕분이었다.

노나라의 사회 구조는 제후―경卿―대부大夫―사士의 지배계급과 

국인國人이라고 불리는 서민庶民 및 노예가 있었다. 노공魯公 밑의 

경卿은 최고관직으로서 군軍 지휘관이 되며, 제사와 연회를 주관하

였고, 그 밑의 대부는 사士(또는 부夫라고 불리었음)라는 무사들을 지휘

하였고, 사는 귀족 계급의 최하위로서 전차를 타고 전투에 참여하

는 것이 큰 임무였다.

노나라의 경 직책은 삼환씨三桓氏(맹손씨孟孫氏·숙손씨叔孫氏·계손씨季

孫氏)가 세습적으로 독점하였고, 춘추 중기에는 계손씨가 가장 강력

하였다. 이들은 채읍采邑에서 사병을 기르고 사신私臣에게 충성 서약

을 받아 주 봉건제하의 군주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공자는 당시 사회의 변화, 즉 주례周禮(주나라 문화)를 파괴하는 것

이 바로 사회적 위기라고 생각하였다. 또 그 파괴의 주원인이 귀족

들의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주례를 이상적인 제

도로 보고 그것을 회복하여 주周 천자天子 중심의 구귀족 통치의 천

하통일을 염원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사회 변혁의 현실과는 모순되

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율적 계

층, 즉 지식인 계층의 도덕적 각성에 의해 덕치德治를 펼치고, 그것에 

의해 민생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춘추시대에 

나타난 인본주의 사상의 맹아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귀족의 착취

주나라 무왕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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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침략 전쟁 중지를 촉구한 것도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공자는 진보적이었다.

참고로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기 위해 간단히 시대구분을 적으면 다

음과 같다. 중국 역사에서 하夏(B.C.2205~1767)·상商(=은殷：B.C.1766~1123)·

주周(B.C.1122~256)를 삼대三代라고 한다. 주나라는 평왕平王이 도읍을 

동쪽의 낙읍으로 옮긴 해(B.C.770)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서주西周, 

그 이후를 동주東周라고 한다. 서주 350년, 동주 514년이다.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진다. 춘추시대는 평왕이 도읍

을 옮긴 해(B.C.770)로부터 진晉나라가 한韓·위魏·조趙 세 나라로 갈

라지기 전 해(B.C.403)까지의 367년간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다음해

부터 주나라가 망할 때(B.C.256)까지의 147년 동안이 전국시대이다.

3. 공자의 생애

공자의 탄생과 가계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陬邑에서 태어났

다. 추읍은 지금의 산동성 남쪽 22Km 지점에 있는 추현鄒縣이다. 공

자의 이름은 구丘이고, 자字는 중니仲尼인데, 부모가 니구산尼丘山에 

올라가 기도를 올려 아들을 얻었으므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이복형이 있어 자에 ‘중仲’을 붙였다고 한다. 당시에 

선생의 존칭으로는 ‘자子’ 혹은 ‘부자夫子’

라고 성에다 붙였는데, ‘쿵푸즈孔夫子’라는 

중국음이 와전되어 오늘날 서양 번역어로 

‘Confucius’가 되었다.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흘叔粱紇(이름이 흘, 

자가 숙량)인데, 노나라의 시씨施氏 집안에 

장가들어 딸 아홉을 낳고, 첩을 얻어 아

들 하나를 얻었는데, 온전치 못하여 걱정

하던 중 나이 60에 젊은 여자 안징재顔徵

在를 얻어(정식 결혼이 아니고) 공자를 낳았다. 

공자가 3살 때 숙량흘은 죽었다. 공자의 

조상은 은殷나라의 후예인 송宋나라의 왕실의 한 사람인 불보하弗

父何인데, 이로부터 공자까지는 11세(10대)이다. 공자의 5대조 자목금

보子木金父로부터 6대조 공보가孔父嘉의 ‘공보孔父’에서 ‘공孔’자를 따서 

정식으로 ‘공’이라는 성을 쓰고, 노나라로 피난 와서 살게 되었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은 당시 벼슬할 수 있는 신분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사士’로서 조그만 단위의 부대 병력을 거느리는 낮은 계급

의 장교였다. 그는 매우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공자 역

시 아버지의 이러한 골격을 타고나 용모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범하게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공자는 어릴 때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제사 흉내를 곧잘 내었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취미는 아버지

와 달랐던 모양이다.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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